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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요
01. 개

요

ㅇ명
국
영
ㅇ주
ㅇ주
ㅇ후

칭
문
문
최
관
원

:
:
:
: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Typojanchi Intertalks 2012/2013 : Seoul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NHN(네이버)

02. 추 진 목 표
ㅇ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개최에 앞서 국제조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타이포잔치 2013을 논의하는 사전 행사
ㅇ국제조직위원의 대중 강연을 통해 타이포잔치에 대한 인지도와 타이포그래피 전반에 대한 일
반의 이해를 높임
ㅇ국내에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그래픽 디자인 행사의 선진 사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국외에서는 국제조직위원들의 향후 활동을 통해 타이포잔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

03. 개최조직체계
ㅇ 조직 체계
국제조직위원회

안상수
전향미
최정심
원유홍
네빌브로디
하라켄야
폴라쉐어
왕쉬

조직위원장, 홍익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장
영국 왕립미술대학 학장
일본 무인양품 아트디렉터
미국 팬타그램 디자인
중국 후난대학교 교수

추진위원회

이병주
오세원
김지현
김경선
김현미
성재혁
크리스
한창호

추진위원장, 한세대 교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과장
한성대 교수
서울대 교수
SADI(삼성디자인학교) 교수
국민대 교수
홍익대 교수
건국대 교수

예술감독

최성민
수

서울시립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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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조직위원회 소개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장
안상수
Ahn Sang-soo
安尙秀

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현 북경 중앙미술학원 객좌교수
현 국제그래픽연맹(AGI) 회원
제1회 타이포잔치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부회장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원유홍
Won you-hong
元裕洪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회장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교수(1988 - )

한국기초조형학회 감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최정심
Choi Jung-sim
崔庭心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本포럼 회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회 이사
종로구청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운영위원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과장
정향미
Jung Hya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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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켄야
Hara Kenya
原研哉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교수
일본 디자인센터 대표
무인양행(Muji) 아트 디렉터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왕쉬

Wang Xu
王序

wx-design 크레이티브 디렉터
뉴욕 타입디렉터즈클럽 회원
국제그래픽디자이너협회 회원
제17회 브루노국제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 이코그라다
최우수상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네빌브로디
Neville Brody

왕립미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커뮤니케이션 대학
학장

리서치 스튜디오(Research Studios,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대표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라르스뮐러
Lars Müller

라르스 뮐러 퍼블리셔스
(Lars Müller Publishers, 취리히) 대표
국제그래픽연맹
(Alliance Graphique International)의 회원
타이포잔치 2013 조직위원
70년대 CBS Records와 Atlantic Records에서 아트 디렉

폴라쉐어

터

paula scher

1984년 Koppel & Scher 회사 설립
1991년 펜타그램 첫 번째 여성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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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진경과
ㅇ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추진위원회 실무회의
회의일시

주요내용

4월 20일

▪ 사업경과 및 추진일정 보고
▪ 국내 예술감독 선임 건 상황 보고 및 소개
▪ 행사명, 행사일정, 장소, 추진일정 수립

4월 27일

▪
▪
▪
▪

행사 공식 명칭 확정, 행사일정(3안 중) 논의
추진위원 역할분담 및 간사 운영 계획
기자간담회, 조직위 숙박 처 논의
네이버 행사 후원, 매체광고 집행여부, 홍보 관련 추진 일정 논의

4월 30일

▪
▪
▪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기자간담회 계획
인쇄, 홍보물 제작 범위 논의
포스터 내용 및 일정 논의

5월 16일

▪
▪
▪
▪

행사일
네이버
강연회
포스터

5월 23일

▪ 포스터 디자인 시안 검토 및 문구 확인
▪ 국제포럼 세부 일정 최종 논의
▪ 예산에 따른 홍보 범위 재검토

5월 30일

▪ 행사 전체 일정 및 강연 일정 공유
▪ 후원 범위 협의

7월 02일

▪
▪
▪
▪

행사명 확정
리플릿 원고 작성 및 검토
홈페이지 구성 계획
강연 스케줄 수립

7월 11일

▪
▪
▪
▪
▪
▪

조직위원회의(화상회의) 방식 논의
월간디자인 취재방식 논의
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세부 진행 논의
웹 뉴스레터 발송 계획 및 원고 검토
VIP 리스트 검토
타이포잔치 중간보고 자료 검토

7월 23일

▪ 조직위원회의 일정변경, 안건수립, 진행방식 논의
▪ 기자간담회 일정 변경 보고 및 진행 검토
▪ 국제조직위원 체류 일정 검토

8월 09일

▪
▪
▪
▪

확정
후원 확정
관련 의사결정
내용 확정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일정 최종 검토
화상회의 리허설
강연회 진행 논의 및 질의응답 조율
간사 업무 분장(행사 기간 중 업무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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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주요 추진일정
기간

내용

3월~4월

▪ 2013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국제조직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예술 감독 섭외 및 위촉

5월

▪ 국제포럼 전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전시 및 행사 내용 확정(행사 명, 날짜, 장소, 기간 등 구체적 행사계획

6월

▪ 홍보 계획 수립
▪ 세부 행사 계획 수립(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강연회)

7월

▪ 홍보 추진
홍보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면광고 , 네이버 후원 확정

8월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조직위원회의 개최 및 위촉식, 기자간담회, 강연회 개최

9월 ~

▪ 결과보고서 작성
▪ 타이포잔치 2013 준비

05. 행사구성
8월 15일(수)

저녁8시-10시

1차 국제조직위원회의

8월 16일(목)

오전8시-10시

2차 국제조직위원회의

오전11시-12시
8월 17일(금)

오전9시-11시
오후3시-7시

기자간담회
3차 국제조직위원회의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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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사 세부 내용
01. 국제조직위원회의
ㅇ 일 시 : 2012. 8. 15 - 17(3일간)
ㅇ 장 소 : KCDF 갤러리 회의실 /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
ㅇ 참석자 : 총 11명
국제조직위원 : 안상수(국제조직위원장), 원유홍, 정향미, 네빌브로디, 하라켄야, 왕쉬, 폴라쉐어(온
라인)
추진위원 : 이병주(추진위원장), 김현미, 오세원
예술감독 : 최성민
타이포잔치 국제조직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의 행사방
향 및 비전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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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자간담회
ㅇ 일 시 : 2012. 8. 16(목) 11:00 – 12:00
ㅇ 장 소 : 문화역 서울 284
ㅇ 참석자
문화부 : 방선규 문화예술국장
진흥원 : 최정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국제조직위원 : 안상수(국제조직위원장), 네빌브로디, 하라켄야, 왕쉬
참석 기자 : 총 22개 매체 26명의 기자
22개 매체 26명의 기자를 초청하여 보도자료 및 홍보데이터와 시각홍보물이 담긴
press kit 전달과 함께 간단한 전시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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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연회
ㅇ
ㅇ
ㅇ
ㅇ
ㅇ

일 시
장 소
주 제
참석자
강연자

:
:
:
:
:

2012. 8. 17(목) 15:00 – 19:00
NHN 그린팩토리 2F 커넥트홀
타이포그래피 너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beyond Typography)
타이포그래피학회 및 디자이너 등의 일반참석자 250여 명, 프레스 30여 명 참석
네빌브로디, 하라켄야, 왕쉬

‘타이포잔치 국제조직위원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네빌브로디, 하라켄야, 왕쉬 초
청
대중 강연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상상하는 담론의 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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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참석 인원

일반 참석자

135명/ 177명 신청

NHN 사원 참석자

87명/ 97명 신청

VIP + PRESS

37명/ 51명 신청

STAFF

28명

합계

287명

*접수 과정을 거치치 않고
입장한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인원 300명 초과.

*일반참석자의 경우
조기 좌석 매진으로
177명에서 마감되었으며
마감 후 추가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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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보
01. 홍보 제작물(안그라픽스)
□ 홍보 제작 개요

구분

인쇄물
및 광고 홍보물

온라인
홍보제작물

어플리케이션

항목

제작수량

제작사양 및 구성

포스터

800부

리플릿

1,000부

프레스킷
지면 광고
기념품

200개
1회
200개

국문, A1 사이즈, 앨범지 미색 200g
국영문, 600mmⅹ150mm, 모조 150g,
4단 접지
A4 사이즈 폴더 및 봉투, 4기가 USB
월간디자인 8월호
A4 사이즈, 캔버스백

홈페이지 리뉴얼

1회

프런트페이지, 뉴스, 인포메이션 페이지

웹 뉴스레터
웹 초청장
실외배너
현수막

1회
2회
4개
2개

명찰

400개

메일 리스트 1회 발송
국제조직위원, 프레스 초청
60cm x 180cm, 거취대 포함
170cm x 370cm
VIP, 스탭, 강연회 일반 참가자, 프레스
등

□ 홍보 결과물
ㅇ 인쇄물 및 광고 홍보물 제작
1) 포스터 : 800부 제작, 국내 디자인 대학 배부 및 NHN 그린팩토리(강연회 장소) 비치

12
좌>국문, 우>영문

2) 리플릿 : 1,000부 제작, 국내대학사무실 비치, 기자간담회, 강연참석자 제
공,

<국/영문 혼용>

3) 프레스킷 : 200개 제작, 기자간담회 및 VIP에게 배부

<프레스킷 구성 : 리플릿, USB, 폴더, 봉투, 기념품(캔버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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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B 키트(USB+리플릿) : 200개,
기자간담회, VIP용으로 제작, 배포

5) 행사기념품 : 200개, 캔버스 백,
기자간담회, VIP 배포

6) 지면광고 : 월간디자인 8월호 지면광고 시행

<8월호 게재 및 단신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지원>

14

ㅇ 각종 어플리케이션 제작 : 홍보용 배너, 명찰, 현수막

1) 실외 배너 : 4개, 기자간담회 비치

2) 현수막 : 2개, 기자간담회 비치

3) 명찰 디자인 : VIP, 스탭, 일반참가자,
프레스 등 400개

15

ㅇ 외부 배너 설치 이미지

16

ㅇ 온라인 홍보 제작물

1) 공식웹사이트 리뉴얼: www.typojanchi.org

<공식홈페이지 리뉴얼 : 프런트페이지, 뉴스, 인포메이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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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뉴스레터 제작, 배포

3) 웹 초청장 : 국제조직위원 4인 및 기자간담
회 프레스 초청장 제작, 온라인 배포

위> 국제조직위원 초청장,
아래> 기자간담회 프레스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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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홍보 활동
ㅇ 홍보담당업체 : ㈜레이커뮤니케이션(Leicommunication. Co., Ltd)
 보도기사 작성 및 배포, 기사화 유도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기자간담회 운영 및 언론사 기자 초청
: 22개 매체, 26명 기자 참석
•

보도자료 작성 : 총 1건(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기자간담회)

•

미디어 리스트 작성, 미디어 미팅

•

미디어 Q&A 작성

•

온라인 초청장 발송, 초청자 RSVP 1회

•

기자간담회 미디어 응대관련 현장지원 : 총 2명 투입

•

인터뷰 어레인지 : 총 5회

•

도시락 및 음료 제공 : 50명

•

뉴스 클리핑 : 8월 15일 – 10월

ㅇ 언론 노출내역
 일간지 및 온라인 : 17개 매체, 총 22개의 기사 개재
 월간지 : 9월 호 9개 매체 게재, 10월 호 2개 매체 게재
일간지

통신사

온라인

코리아헤럴드(지면)
서울신문(지면)
한국경제
조선일보(네빌 브로디, 지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와이어
KP통신

기타 매체

월간지 : 9월호

타이포그래피서울(윤디자인)
아리랑TV

지콜론
디자인네트
CA
타이포그래피잡지 <ㅎ>
월간 매거진아트
The MOVE
경향아티클(하라 켄야 인터뷰)
더갤러리아(하라 켄야 인터뷰)
뮤인(왕쉬 인터뷰)

공감코리아
유니온프레스
키즈맘뉴스
한국미술신문
민중의소리
서울문화투데이
디자인정글
코리아헤럴드
월간지 : 10월호
인테리어월드
월간 디자인
(네빌 브로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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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뉴스 클리핑
Media

08/13

뉴스
와이어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
온라인
사이’ 개최

08/13

KP통신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
온라인
사이’ 개최

08/14

서울문화
투데이

08/14

디자인
정글

Title

Re
mark

Date

세계 디자인 거장들 타이포그래피 선보여

온라인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온라인

08/14

연합뉴스

<문화소식>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

온라인

08/14

머니
투데이

문화부,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 열어

온라인

08/14

뉴시스

'타이포 잔치 사이사이' 구경 오세요

온라인

08/14

공감
코리아

문자들의 향연, 미리 맛보세요

온라인

08/14

뉴스
와이어

08/14

연합뉴스

문자들의 향연, 미리 맛보세요

온라인

08/14

민중의
소리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맛보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온라인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위한 ‘타이포잔치 사이사
온라인
이 2012...

08/15

한국
세계적인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
온라인
미술신문
잔치 사...

08/16

한경닷컴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방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

온라인

08/16

키즈맘
뉴스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방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

온라인

08/16

유니온
프레스

문화역서울284서 세계 유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 행사

온라인

08/17

유니온
안상수 타이포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우리나라 비엔날레 많지만…” 온라인
프레스

08/19

코리아
헤럴드

3rd Typography Biennale to focus on role in literature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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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코리아
헤럴드

3rd Typography Biennale to focus on role in literature

지면

08/30

서울신문

‘문자예술의 거장’ 네빌 브로디

온라인

08/30

서울신문

‘문자예술의 거장’ 네빌 브로디

지면

08/31

조선일보

"글자도 웃고, 울고, 화낸다”

온라인

08/31

조선일보

글자도 웃고, 울고, 화낸다

지면

미리 만나는 문자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지면

글자로 통하는 플랫폼, 왕쉬와 안상수

지면

9월호 the MOVE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지면

9월호

지콜론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지면

9월호

아티클

인간을 생각하다_디자이너 하라켄야

지면

9월호

미술세계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지면

9월호

The galleri
a

Design of wisdom, Hara Kenya

지면

9월호

ca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지면

9월호

건축문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지면

문자를 예술로 만든 그래픽 디자이너 네빌브로디

지면

Typojanchi Intertalks 2012/2013

지면

9월호 디자인네트
9월호

뮤인

10월
월간디자인
호
10월
호

인테리어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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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뉴스 스크랩
뉴스와이어, 8월 13일
세계적인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
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
이사이’ 개최

디자인정글, 8월 14일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KP 통신, 8월 13일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연합뉴스, 8월 14일
<문화소식>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사전행사

서울문화투데이, 8월 13일
세계의 거장들 타이포그래피 선보여

머니투데이, 8월 14일
문화부,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 열
어

22

뉴시스, 8월 14일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구경오세요

연합뉴스, 8월 14일
문자들의 향연, 미리 맛보세요

공감코리아, 8월 14일
문자들의 향연, 미리 맛보세요

뉴스와이어, 8월 14일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위
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민중의수리, 8월 14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맛보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한국미술신문, 8월 15일
세계적인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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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8월 14일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위
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연합뉴스, 8월 14일
문자들의 향연, 미리 맛보세요

민중의수리, 8월 14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맛보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한국미술신문, 8월 15일
세계적인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한경닷컴, 8월 16일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방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

유니온프레스, 8월 16일
문화역서울284서 세계 유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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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프레스, 8월 17일
안상수 타이포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우리나라 비엔날레 많지만…”

조선일보, 8월 31일
글자도 웃고, 울고, 화낸다

코리아헤럴드, 8월 20일
3rd Typography Biennale to focus
on role in literature

서울신문, 8월 30일(지면)
‘문자예술의 거장’ 네빌 브로디

서울신문, 8월 30일
‘문자예술의 거장’ 네빌브로디

코리아 헤럴드, 8월 20일(지면)
3rd Typography Biennale to focus
on role i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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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8월 31일(지면)
“글자도 웃고, 울고, 화낸다”

디자인네트 8월 호(지면)
미리 만나는 문자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
이 2012/2013

뮤인, 9월호(지면)
글자로 통하는 플랫폼, 왕쉬와 안상수

the MOVE, 9월호(지면)
문자들의 향연,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지콜론 9월호(지면)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
최

아티클, 9월호(지면)
인간을 생각하다_디자이너 하라켄야

26

미술세계, 8월호(지면)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개최

건축문화, 9월호(지면)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

The galleria, 8월 호(지면)
Design of wisdom, Hara Kenya

월간디자인, 10월호(지면)
문자를 예술로 만드는 디자이너 네빌브
로디

CA, 9월호(지면)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인테리어월드, 10월호(지면)
Typojanchi Intertalks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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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제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강연회 각 일정>

ㅇ 국제조직위원회의 일정
사회자 : 안상수 조직위원장

구분

날짜

시간

장소

내용
환영인사 및 상견례
1, 2회 경과보고 및 2013년 계획 브리핑,
주제 및 대략적 계획 논의

1일 차

15(수)

8-10pm

KCDF 갤러리
회의실

2일 차

16(목)

8-10am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

1일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현안 논의

3일 차

17(금)

9-11am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

향후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대한 논의
: 비전과 방향성

구분

1차
(15일)

시간
8:00-8:10

환영인사 및 상견례

8:10-8:20

타이포잔치 소개(김현미 추진위원)

8:20-8:40

2차
(16일)
3차
(17일)

내용

타이포잔치 2013 주제, 구성, 작가/작품 선정 기준안 발표
(최성민 예술감독)

8:40-10:00

2013년 계획(안)에 대한 토론

8:00-8:10

인사

8:10-10:00

타이포잔치 2013 주제, 구성, 작가/작품선정 기준 안 심화토론

9:00-9:10

인사

9:10-9:30

타이포잔치 향후 계획 및 발전방향 간략 브리핑

9:30-11:00

타이포잔치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총감독 선임 절차 및 시기
주제 및 작가 선정 절차 및 시기
국외 홍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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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자간담회 일정
사회자 : 한창호 추진위원

시간

내용

비고

11:00

행사장 Setting 및 참석자 입장(Press kit 전달)

사회자

11:05 –11:10

개회 선언 및 참석자 간략 소개

사회자

11:10 –11:15

방선규 문화예술국장 인사말

방선규
문화예술국장

11:15–11:25

국제조직위원 소개 및 인사

11:25 –11:30

예술감독 및 추진위원 소개

11:30 –11:35

타이포잔치 의의 및 발전방향

11:35 –11:45

타이포잔치 2013 계획발표

최성민예술감독

11:45 –11:50

Q & A, 포토타임

사회자

11:05 – 11:50

11:50 - 12:00

안상수
국제조직위원장

Ending Ment / 간단한 식사 제공
Give away 제공 및 퇴장

ㅇ 강연회 일정
사회자 : 성재혁 추진위원

시간(분)
15:00 - 15:10(10)
15:10 - 16:10(5o)
16:10 - 17:00(50)
17:10 - 18:00(50)
18:10 - 19:00(50)
19:00-19:10(10)

순서
개회사 및 축사
강연1
휴식
강연 12
휴식
강연 23
휴식
강연 34
폐회사

강연자 및 강연주제
안상수 (타이포잔치 국제조직위원장)
최성민(예술감독)
하라 켄야
네빌 브로디
왕쉬
사회자 (성재혁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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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국제조직위원회의 내용 요약>

1차 국제조직위원회의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1. 김현미 추진위원의 타이포잔치 경과(1, 2회 서울 국제타이포비엔날레)를 보고.

2. 최성민 예술감독의 타이포잔치 2013 주제, 구성 등 기준안 발표에 대한 논의.
1) 주제: 주어진 글을 단지 읽기 좋고 보기 좋게 다듬고 꾸미는 행위로서 타이포그래피를 넘어,
언어와 텍스트 자체를 탐구하고 새로운 언어 생활을 제안하는 타이포그래피에 초점
2) 구성: 신작과 구작을 적절히 배분하고, 새로운 실험적 작품 제작 지원에 역점을 두는 전시 구
성
작가 선정 기준
A) 현재 활동이 왕성한 작가 중심.
B)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 해석 방법, 새로운 글쓰기 방법, 새로운 언어 놀이 방법,

새로운 텍스트 생산과 공유 방법, 언어와 텍스트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 등 주제 적합성이 뛰어
난 작업을 하는 작가 중심.
C) 국내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작가 중심.
3. 조직위원 주요 의견
1) 폴라 셰어: 작가나 작품 선정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인간적, 정서적 소통 효과가 배제되지 않게
유의할 것.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치중하기보다 조형성과 표현성 같은 전통적 기능도 고려해야 함.
2) 네빌 브로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성에 치중하기보다 새로운 지식 공유와 같은 중심적 질문을
놓치지 말 것.(폴라 셰어와 대비되는 관점)
3) 왕쉬: 타이포잔치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되어야 함.

2차 국제조직위원회의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1. 최성민 예술감독의 타이포잔치 2013 주제, 구성 등 기준안 발표에 대한 논의
2. 조직위원 주요 의견
1) 하라 켄야: '특별한' 타이포그래피 외에 '보통' 타이포그래피의 가치도 고려할 것.
2) 네빌 브로디: 주제를 더 대중적으로 소통할 만한 제목 또는 부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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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제조직위원회의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1. 타이포잔치의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하여 타이포잔치, 나아갈 6가지 과제 제시
1) 새로운 상상력의 무대
2)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적 중심
3) 문화의 경계 없음 또는 확장
4) 관심과 나눔의 소통
5)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6) 서울, 글자의 도시, 타이포그라피의 용광로
2. 타이포잔치 2015 주제 논의
-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네빌 브로디 제안).
– 웃음과타이포그래피(하라 켄야 제안).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3. 타이포잔치 2015 총감독 선임 및 체계 논의
총감독은 국내 인사로 하되, 전시 일부 섹션에 국외 큐레이터를 임명하는 방안 검토.
4. 타이포잔치 2013 주제, 구성 및 작가 선정 기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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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강연자 프로필 및 강연 스크립트>

ㅇ 강연자 프로필

네빌브로디 Neville Brody
네빌 브로디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 아트 디렉터, 브랜드 전략가, 컨설턴
트이다. 리서치 스튜디오의 창립 파트너로서 그는 모든 측면에서 자신만의 통찰력과 접근방법으
로 최고를 향한 자신의 개성을 전하고자 한다. 브로디는 다양한 문화, 교육 사업에 참여함과 동시
에 여러 클라이언트를 위한 독자적인 프로젝트와 리서치 스튜디오의 상업적 프로젝트를 병행하
고 있다.

왕쉬 Wang Xu
왕쉬는 1955년 중국 광둥 성 차오안 현에서 태어났다. 1979년 중국 광저우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를 졸업한 후, 1955년 광저우에서 WX-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베이징에도 스튜
디오를 열었다. 왕쉬는 국제 그래픽 연맹(AGI) 회원이자 도쿄 TDC 국제 회원이기도 하다. 후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2년부터는 선전 시의 OCT 아트 & 디자인 갤러리 관장으로 활동
해왔다. 그의 디자인 작업은 중국 내외에서 널리 인정받았고, 여러 국제 공모전을 수상했다.

하라 켄야 Kenya Hara

하라 켄야는 오브제와 경험에 대한 디자인을 강조한다. 2000년에 그가 개최한 <재디자인— 21
세기의 일상 제품(RE-DESIGN-Daily Products of the 21st Century)> 전시회는 놀라운 디자
인의 원천이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는 디자인 산업의 잠재
성을 시각화하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시를 세계에 소개했다. <햅틱—감각을 일깨
우다(HAPTIC— Awakening the Senses, 2004)> 전시회, 파리, 밀라노, 도쿄에서 열린 <도쿄
섬유—감각의류(TOKYO FIBER—SENSEWARE, 2007~2009)> 전시, 파리와 런던 과학박물관
(Science Museum)에서 열린 <일본 자동차(JAPAN CAR,2 008~2009)> 전시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그의 저서《디자인의 디자인(Designing Design)》과《백색(White)》은 여러 국가에서 번

역 출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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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연 스크립트

하라 켄야 Kenya Hara
Empty and Density
존경하는 안상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글자만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하나의 디자인 방
법으로 다룹니다. 디자인이 잘 된 경우 사람들은 그 디자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글자도 그 기능을 잘 할 경우에는 의
식되지 않습니다. 공기와 같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합니다. 제 작업 사이사이에 어떤 글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이니 사진은 찍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저는 <ARCHITECTURE FOR DOGS>, 개
를 위한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입니다. 단순히 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개를 위한 건축을 하는 작업입니다.
전세계 그리고 일본내의 우수한 건축가들을 모아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과 동물은
점점 진화하여 늑대가 되고 여기에 인간이 끼게 되면서 개는 더 진화하게 됩니다. 인간이 개와 더불어 살면서 개는 여
러 종류로 진화하게 되죠. 인간이 없었더라면 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개를 위한 건축을 생
각하기에 앞서 이제 와서 개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죠. 그런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구요. 명확한 이유가 있
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개가 인간의 레벨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인간
의 레벨에서 개의 레벨로. 개의 눈높이를 바꾸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스케일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과 같
이 사는 동물의 스케일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때문에 인간의 스케일에서 개의 스케일로 바꿔주는 작업을 통해 인간
과 개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도면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만듭니다. 직접 조립도 하죠. 이렇게 간단한 CG등도 있어
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들, 쉽게 일반인이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
다. 다 만들어지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 하나
의 건축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건축이 탄생되게 됩니다. 하나의 건축 플랜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는 굉장히 보편적인 테마입니다. 지구상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의 플
랜에서 여러 건축을 탄생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12월 마이애미에서 오픈해서 내년 3월에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년 가을이네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가을까지 여러모로 성장도 할 것이고 한국에서 개최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키텍트, 건축가와 견종의 조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MVRDV라는 건축그룹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비글을 담당합니다. 일본의 세지마 카
즈요는 비숑프리제를 담당합니다. 털이 북슬북슬한 견종이죠. 그리고 후지모토 소는 보스톤 테리어를 담당합니다. 라
이저&유메모토, 미국의 제시 라이저 등은 치와와를 담당합니다. 일본의 아틀리에 바우와우(ATELIER BOW-WOW)
는 닥스훈트를 담당합니다. 일본의 젊은 건축가 팀인 TORAFU는 잭 러셀 테리어를. 반 시게루는 파피용입니다. 건축
가 쿠마 켄고는 퍼그를 담당합니다. 일본의 이토 토요는 시바견을 담당합니다. 나이토 히로시는 스피츠를, 콘스탄틴 그
리식(KONSTANTIN GRICIC) 독일의 프로덕트 디자이너죠. 이분은 토이 푸들을 담당하구요, 제일 처음 보셨던 건축
물 담당은 저입니다. 저는 티컵 푸들을 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을 정해서 12페어가 열심히 개를 위한 건축을 만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미 프로토 타입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MVRDV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불안정
보이는데요. 로프를 여기에 달아놓아서 개가 물고 끌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틀리에
바우와우는 이런 건축물을 내놓았습니다. 닥스훈트의 사이즈를 고려한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애완견이 움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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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벨을 바꿔주면 인간과 애완견의 환경도 변화하게 되죠.

이런 작품을 만들어두면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과 애완견의 새로운 관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
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저& 우메모토의 작품입니다. 치와와인데요. 치와와는 좁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
고 있어서, 이런데 들어가는 걸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싫어하면 aibo에게 씌워도 되구요. 레이디가가스럽네요. 이
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요. 이건 아직 프로토타입인데요. 후지모토의 작품인데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물건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를 위한 건축과 선반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토 토요는 비가 오는 날 애
완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생각해봤네요. 그리고 TORAFU는 주인의 냄새가 벤 티셔츠를 이용했는데
요. 개들은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안심을 하며 그 위에서 잠을 자거나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런 물건을 통해 인간과 애완견의 관계가 변할지도 모르지요. 세지마는 북슬북슬한 비숑프리제를 담당하는데, 아직
검토중이긴 합니다만 포장용의 간단한 스트럭쳐위에 이렇게 니트 같은 것을 짜는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
마 켄고는 퍼그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면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도그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 저희 스텝이 만든건데 굉장히 인테리어적이죠. 애완견의 발만 조금 보이는 구조인데요 이런 작품이 방에 있으면 인
테리어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죠. 콘스탄틴그리식의 토이푸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개는 자신의 키높이에 거울이 있으
면 굉장히 좋아하고 안심을 하죠. 또한 토이푸들을 키우는 주인입장에서는 이런 작품이 집안에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
습니다. 다다미방에는 다다미매트가 이런 식으로 깔리고요. 이런 식으로 12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나카
무라 유고라는 매우 뛰어난 웹디자이너가 참여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온라인 프로젝트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애견가들과 건축 애호가들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나 흥미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떤 활성화가 가능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건축가들로부터 1차, 2차 3차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판매할지 아직 완전히 미정입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는 개를 위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우스 비전이란 이름
으로 도쿄에서 진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할 때 타이포그래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도 글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글자
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으실테고, 의식되진 않지만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타이포그래피를 방치하
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창하게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RCHITECTURE
FOR DOGS, 이건 아주 명쾌한 예죠. 아마도 ARCHITECTURE FOR DOGS도, 하우스비전도, 책이나 웹이라던가 다양
한 미디어에서 전개되어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직 책을 만들 때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네빌브로디씨가 아까 나는 그리드를 죽일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드를 죽이고 싶은 기분은 잘 압니다. 하지
만 저처럼 컨텐츠를 소개할 때는 문자는 정말 공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드를 바탕
으로 책이나 웹을 매우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50년대에 스위스에서 창
안된 그리드 시스템이란 걸 지금도 감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영어,중국어, 한글 등 여러 문자가 많이
교차되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그리드가 기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 몇 가지를 책으로 낸
건데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드 시스템이 잘 기능한 예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두면 작업이 매우 빨라지고 전
달할 것만 전달되고 그 후에 글자는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정말 녹아서 없어지듯 문자의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이건
311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2년 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때 우리 회사는 일본에
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지금 일본어 표기라 죄송한데요, 하나
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1연출하지 않기, 2주장하지 않기, 3세상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기, 4가능한한 정확성을 지
키기. 이런점을 제작 논리로 정했습니다. 이건 저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태도와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독특한 아름다움이 탄
생한다는 것, 혹은 독특한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방사능 측정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실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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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섬세하게 정밀하게 꾸준하게, 연출하지 않고 과장 없이 표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
다.

그런 부분에 제 디자인의 하나의 기축이 있습니다. 무인양품도 저의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 하나 인데요, 이 회사도 쓸
데 없는 것을 전부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방침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그래픽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할때는 디자인 의도, 디자인하려는 기분을 들키는게 부끄럽습니다. 디자인하려는 의도가 명
확히 보이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유행이나 트렌드를 가져오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
행이나 디자인 의도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양품의 타이포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정말 공기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는 유행이라든가 문자 취급방법에 있어서 유행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행 같은 걸 전혀 의식
하지 않고 완벽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나가는 것은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경우에 따라 멋진 일일지
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추구해 나가다 보면 저의 디자인이란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정
말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되는 것이 저의 디자인이 된 듯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없는 것, 디자인이 거의 느껴
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역시 하라켄야의 작업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매우 역설적인 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봐도 이건
거의 디자인하지 않은 건데요, 거의 디자인하지 않았지만 정말 저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인
데요, 해외에서 번역본이 나왔을 때 해외디자이너들이 저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번역본을 만들어 줬습니다. 번역되어
도대체적으로 저의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 되네요. 별 거 아니게 보이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요, 디자인이 완성되었
을 때는 매우 미니멀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존재감은 없지만 여기에도 독특한 아이텐티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작
업한 일본술 패키지 디자인이구요, 정말 알루미늄 바디와 문자만 존재하는데, 최소한이지만 그 이상으로 의미가 강해
집니다. 저는 SIMPLE이 아니라 EMPTY, 텅 빈, 즉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미지를 받아들
이는 텅 빈 그릇을 만듬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 대형 출판사 로고입니다. 특징은 살
아있지만 가벼운 느낌으로 별 거 아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에 일본 다이칸야마에 오픈한 츠타야 서점
입니다. 아주 화제가 된 큰 서점인데요. 로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튀는, 두드러지는 화려한 로고가 될 경우, 이
곳은 성숙한 어른을 위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너무 튀는 강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모처럼의 의도를 망치게
되죠. 차분한 로고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차분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어른들, 나이드신 분들도 오기때문에 글자를
크게, 읽기 쉽게 했습니다. 이건 카타카나인데요, 크지만 공간 안에서 장소를 차지하지 않도록 반투명입니다. 반투명한
느낌으로 공간속에 떠 있는 설계입니다. 이건 펀칭형 메탈이라는 구멍 뚫린 금속을 사용한 사인시스템이라, 문자를 공
간속에 부유시켜서 제대로 존재감이있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펀칭메탈. 구멍이 뚫린 상태
입니다. 이 분위기를 전체적인 그래픽 디자인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문자는 그냥 평범하지만, 투명한 레이어감이랄까
요, 레이어화된 글자 형태가 봉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입자성이 있다고 할까요. 방울방울 관계되면서 몇가지
레이어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최근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픽도 건축도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가되어 입자
화 되어가는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포장지이고 이건 건축이죠. 아시다시피 T라는 츠타야의 T가
패턴이 된 건축입니다.선물이라든가, T문자가 쌓인 메모블럭, 혹은 답례품용 과자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나가사키현 미술관이라는 곳의 로고인데요. 사실 이건 건축의 패턴에서 건축도면에서 패턴을 추출해
와서 그걸 활용한 로고입니다. 나가사키현 미술관이라는 로고는 매우 정적인데요, 너무 로고가 너무 튀면 패턴이 깔끔
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강조할 부분만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미니멀하게 만들었습
니다. 이건 건축물 인데요. 아까의 vocabulary에서 나온 거죠. 유라시아라고 하셔서, 아 정말 그렇네 싶었습니다. 그렇
게 이어령 님께 한 수 배웠는데요, 하지만 일본이란 좁은 지역에서만 작업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일하고 싶고 필드를 아시아로 넓히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
아졌기 때문에, 지나친 커머셜리즘 같은 것에 빠져들지 않는 단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져서, 꽤 진지하게 전람
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람회를 중국에서 열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많은 에너지를 기울여서 제 생각
을 중국에 전달해 보는 것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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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디자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MPTY이고 중국의 풍토와는 다른 가치관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그런 부
분이 그들의 흥미를 끌어서 아주 큰 대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의 베이징 프로젝트도 그
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일인데요, 간소성을 가진 일본의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그 감각을 DENSITY, 응집성
에 부딪혀 봄으로써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
는데요, 이 전람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상하이에 이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었고 저도 이 분들과 아주 좋은
교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무인양품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패드용 노트앱인데요, 조금씩 정밀해져서 지금 상
당히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저에게 있어 문자란 손으로 쓰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여기에 살며시 정밀한 글
자가 들어가는 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 제 타이포그래피이기도 한데요, 디자이너는 디자인 영역 안에
서만 문자를 만들고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칭찬해 주기 쉬운데,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타이포그래피를 해서는 안 됩니
다. 저는 일반 사람들의 평상시 사용에서 공기처럼 녹아들어 존재감이 오히려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편이 타이포
그래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작업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텅 빈, SIMPLE, DENSITY 이런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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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과할 정도로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강연과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
다. 하라켄야 선생님,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커피 사건 때문에 실례가 많았습니
다. 제 강연은 조금 다를 거고, 정신이 없을 거에요. 지금 보시는 서체는 '맥스 키즈미'라는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1991
년도 작품으로 "퓨즈" 잡지 창간호에 실렸습니다. "퓨즈"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타이포
그래피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감성적이고 유동적이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성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
다. 런던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을 위해 최근에 작업한 작품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박물관 잡지 표
지인데요,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한 차원(dimension)에 배치해 봤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보
시는 커버 이미지는 가짜 3D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시를 준비하면서 추상적인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를 시
작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단어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암호화된 공
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는데, 화면에 보이는 세 개 선으로 동경 전시가 열렸던 갤러리의 이름인 "GGG"를 형상화 했
습니다. 동경 갤러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동경으로 디지털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동경 갤러리의 구조를 바탕으로 축소
모형을 만들었어요. 런던에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축소화한 파일을 동경으로 보냈고, 제가 실제로 이 공간을 본 것은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갤러리의 벽까지 스케일화해서 갤러리 측이 그 파일을 바탕으로 전시회 구성을 했어요. 디
지털 기술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전시회 공간 이미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 GGG 갤러리에 대
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경 긴자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그래픽 갤러리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공간을 꾸미기 때
문에 벽면도 유동적으로 꾸밀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차원적인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안상수 교수
가 3년 전에 제작한 달력에 실렸던 작품인데, 저희가 높이 4미터, 폭이 12미터 짜리 작품으로 확장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많은 작품은 언어, 그리고 도시적인 스트레스 요소에 의해 변하는 언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점점 의
미를 잃어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량의 메시지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디자인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단계
에 와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을 다시 그림처럼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디지털 그림
인데 이 그림들이 움직이는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다시 직관적인 작업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의 원래 취지였던 순수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공간과 공존했던 감성적이고 영감과 자극을 주는,
풍부한 표현이 가능했던 공간인 그래픽에 대해 회고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GQ 잡지 10주년 기념 표지입니다. 숫자
"1"과 "0"을 확대해서 새의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잡지사에서는 표지에 기사 제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깜빡 했
어요. 그럴 수도 있죠. GQ측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실험도 많이 했어요. 디지털 툴의 최대 장점은,
레터프레스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도들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레터프레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툴
이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레터프레스를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요. 제 런
던 스튜디오에서 매년 제작하는 달력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바르셀로나에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작은 스튜디오지만 큰 프로젝트를 수주해 보면 두 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협업을 해서 보다 큰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전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연한 작업이 가능한 게 좋아요. 동경 전시회를 위해 개발한 서체로 한 실험입니다. 최종 결과
물보다 스케치가 더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픽 디자인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놀이로 봐야 해요. 영
국 "월 페이퍼" 잡지의 표지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이 암호와 기호에서 태동했다고 보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 상단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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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제목을 하얀색으로 삽입했어요. 잡지사에서 좋아하진 않았죠. 여기의 기호들은 "난 디자인을 경멸해"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힘들죠? 마지막 기호는 "STOP"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잡지 본문에 쓸 디지털 서체를 개발했어요.

물리적인 서체를 디지털화 했는데 서체를 종이에 인쇄해서 오려낸 후 사진을 찍었어요. 디지털 서체를 물리적인 서체
로 만들어서 다시 디지털화하는 사이클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디지털과 물리적인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 아닙니
다. 저희는 이제 터득한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다시 물리적인 공간으로 옮겨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
희 작업은 늘 진화합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이 이미지는 미국 빈곤퇴치 캠페인을 위한 작업의 일환
입니다. 저희가 브랜딩을 했는데요, 수백만 개의 서명을 얻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자선 캠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
빈곤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아주 단순한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영국 디자인 아트 디렉터 협회인 D&AD
가 4년 전에 저희에게 연감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책은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책
등을 넣지 않아서 책장을 넘길수록 책이 분리되도록 제작했어요. 책은 촉각적 사물이고 다른 건축학적인 또는 디지털
공간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책 안에 이미지를 전부 빼고 웹 주소만 넣으려고 했어요. 책 측면으로 당
시 최고 논쟁거리였던 "디지털 대 반디지털" 이슈를 표현했고요. 책 페이지를 디지털 공간의 출력된 버전으로 꾸며봤
습니다. 웹 페이지가 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상업적인 작업도 많이 합니다. 파리 스튜디오의 주요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겐조인데요, 수년 동안 겐조 패키지와 아이덴티티 작업을 해 왔습니다. '플라워 바이 겐조'도 저희가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저희 아이디어가 브랜드 전체에 확대되었습니다. 공업적인 성격의 "패키지"에 자연과 아름다움
을 다시 입혀줬던 것이 재미있었어요. 실험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아주 산업적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해결
책 제시, 적합한 기계의 활용도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라켄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과 일맥상통합니다. "더 타임즈" 일간지가 판형을 축소하면서 큰 판형의 디자인을 그대로 작은
종이에 옮길 수 없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큰 집에서 짐은 다 들고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으
니까요. 저희가 짐 정리도 해 드리고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에게 신문은 새로
운 연극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극 소품 보관함을 디자인했습니다. 인터넷 사용 습관으로
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수백 년 전의 신문과 확연히 다릅니다. 더 타임즈
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신문이 제시하는 방향성도 때로는 수백 년 된 것 같이 느껴지고요. 기사 배열
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서체로 기사 제목에 삽입할 수 있는 글자수를 늘렸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웹 페이지의 헤더와 같이 독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바(bar)"를 넣었고 각 기사마다 도입부를 추가하
도록 했어요. 텍스트 안에 인용구도 삽입하고 독자의 시선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문자를 곳곳에 사용했습니다. 평
면적인 기사 처리를 피하기 위해 의견란은 다른 굵기의 다른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목
록을 만들었고 사진을 배열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으로 시선을 끈 다음 그 기사가 담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광고는 독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배열되어 있
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숫자도 속기처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머리기사나 그래픽 부호로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독자의 주의 지속 시간에 과거보다 짧지만 긴
기사를 읽은 후 해당 기사의 웹 링크를 통해 보다 풍부한 내용이 있는 온라인 버전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사를 읽지 않아도 기사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조언도 드렸는데,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은 페이지는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했어요. 도로 표지판이 도시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표현하듯 서체와 그래픽 디자인은 표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길을 안내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
지요. 왼쪽은 기존 더 타임즈 지면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재창조한 신문 지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받았을 때 더
타임즈측은 독자들이 알지 못하게끔 페이지를 완전히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의 흔한 요구사항이죠.
모조리 바꾸되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식의 요구사항들. 저희가 수정한 더 타임즈 신문의 구성요소들입니다. 차체는
건드리지 않고 기어박스나 엔진, 대시보드는 바꿔서 편집자나 독자, 기자들이 같은 차에서 업그레이드된 승차감을 느
낀다는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바뀐 신문을 보여드렸을 때 독자들은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다 바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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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땐 독자들이 그 사실을 너무 싫어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했고, 결국에는 독자들이 바뀐 신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더 타임즈가 다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바뀐다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단순한 아
이디어로 축약해서 특정 테마에 어울리는 서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퍼블릭 애너미즈"가 좋은 예인데요, 장식용 그
래픽을 사용하기 보다는 모든 내용을 서체에 담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서체를 개발했
어요. 영국왕립미술대학에서 2년 정도 재직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분야가 다른 지식분야와 협업해
야 한다는 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종사
한다면 타이포그래피 뿐만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와 음향, 쌍방향 미디어, 건축학,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다
양한 깊이의 사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이 모든 지식을 모아서 한 공간에 담아야 합니다.
한가지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지식분야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영국
왕립미술대학교 175주년을 위한 작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과 디자인 학교이고요. 이 서체는 학교에서
지난 20년동안 사용했던 서체를 리믹스(re-mix) 했습니다. 서체의 클래식한 느낌과 산업적인 느낌을 강화시키기 위
해 리믹스를 했는데요, 금속 판에 레이저로 이 서체를 잘라낸 다음에 학교건물 외벽 표식의 서체로 쓰거나 벽에 페인
트를 뿌릴 때 사용할 스텐실로 쓸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가 BBC 프로젝트였는데,
BBC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정보 전달의 경험이나 행동, 이해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각 페이지
에 여러 레이어와 큰 공간에 열리는 창문이 존재한다는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보시면 페이
지 밖으로 나가는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 뒤에 정보의 레이어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디어가 작은 아이콘에서부터 위치 배열까지, 가장 작은 디테일에까지 적용이 됩니
다. 수 천 개의 소개 섹션에 이 아이디어가 적용 되었어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있지만, 가운데 있던 실행 아이콘을 왼쪽
으로 옮겼어요. 특히 BBC의 경우, 중앙에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얼굴이 아이콘에 가려져 있죠.
또 다른 분야인 출판분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처음에 레코드 커버를 디자인 하다가 잡지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영국 가수 "데이빗 보위"의 노래가사인 "나는 왕이고 당신은 나의 여왕"에서 따왔는데요, 여기서도 이 페이
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시와 구조와 조직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희의 많은 작업은 조각적이고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저는 감시당하는 사람, 특히 런던의 상황에 대해 늘 걱정을 합니다. 은폐된 정보와 사람은 상
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감시당하고 조정 당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의 주제는 "자유로부
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자유로부터 우리가 구속당한다는 얘기죠. 결국 2년 전, 저희는 런던에서 "안티디자
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개 전시장을 약 2만 명이 찾아주셨어요. 놀라운 방문자 수죠. 런던 동부 쇼디
치 (Shoreditch)라는 지역에서 개최했는데, 각 전시장이 있던 도로를 표시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정보 수단 뿐 만
아니라 지도나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중에게 정보 전달을 하려
면 단순한 컨텐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우리의 미디어 컬처(media culture)가 단조로워 졌다
고 주장하는 성명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기호 몇 개로 컨텐츠를 모두 설명하고 기호만으로도
어딜 가든 컨텐츠를 활용합니다. 그 결과 문화는 복잡해지기 보다는 단순해 집니다. 그래서 "다르다" 또는 "다른 아이
디어"는 세계적인 문화의 적이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물건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안티 디자인 축제'의 이념은 "실패를 포용하자, 시도했는데 실패했어도 상관없다. 소중
하진 않다"였습니다. 수 많은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판매할 아이디
어 말고요. 물론 돈은 많이 잃었습니다만, 입장료는 받지 않았어요. 실험적인 작품도 많았고, 대중이 보내준 작품도 여
럿 전시했습니다. 정보 정리나 내지 말아야 할 아이디어도 선보였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많이 불편하겠죠? 이미지
와 포스터, 공간을 이용한 실험 등 특별한 의미는 없는 전시들이 많았어요. 공연, 대화, 토론, 논쟁, 워크숍도 했었고 그
림 전시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은 아레나의 남성 패션 잡지인 "아
레나 옴므플러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레코드 커버에서 영감을 찾았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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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펑크 운동 (Funk Movement) 때문이지만 레게 음악은 제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기사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머리기사를 한 줄이 아니고,
두 개 줄로 나눴어요. 독자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롭게 글을 읽게 되죠. 그리고 잡지 전체에 그리드를 없앴어요. 어울린
다고 생각되는 곳에 내용을 배치했죠. 그래서 각 페이지만의 구조가 있어요. 글을 옆으로 눕히거나 긴 단어들은 잘라
서 건축학적인 모형을 만들기도 해요. 단어를 엎어놓기도 하고요. 각 문장과 단어를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타이포그래
피 공간처럼 다뤘습니다. 서체가 서로 충돌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해요. 내년 타이포잔치의 주제는 New
Literature인데, 디지털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 뿐 만 아니라 인쇄로 모든 것이 행해졌던 과거
에 대한 회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시화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타
이포그래피로 다시 조각을 형상할 수 있어서 흥미로워요. 20세기에 개발된 많은 타이포그래피는 조각 같았는데 그 이
후 실용적이거나 꾸밈을 위한 타이포그래피가 주를 이뤘죠. 여기서 저는 조각과 형태가 아름답게 보이는 타이포그래
피로 만든 조각을 보여드렸습니다. 프랑스 펑크 일러스트 그룹 바주카 (Bazooka)의 전시회를 열었고 새로운 작품도
부탁했어요. 열정적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서체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에 무료로 나눠준 총 모양
의 서체입니다. 방문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물을 통제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도록 했고 "노 저작권" 캠페인
을 개최했습니다. 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잘 정리된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혼란스럽고 활발하고 살아있는 공간이었고,
방문객들은 작품을 직접 만지면서 새로운 작품을 그 자리에서 만들었죠. 방문객 참여를 유도했고 매일 새로운 작품이
전시되었어요. 고전적인 타이포그래피로의 회귀라고 할까요? 추상적인 느낌이 나지만 사실 아주 전통적인 타이포그래
피입니다. 제가 1980년대에 권투 포스터를 위해 개발한 "타이슨"이라는 서체를 이 페이지에 사용했어요. 그 서체를 리
믹스에서 보다 여성스럽고 시적인 서체로 재해석해서 동정적이고 조화로운 느낌이 살도록 사용했습니다. 사물에 낙서
도 하고 물건을 숨겨서 서랍을 열도록 했어요. 방문객들이 와서 새로운 걸 만들었죠. 배지도 꽂아놓고 가고 보관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고요. 열흘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얀 컵으로 도배된 벽입니다. 일러스
트레이터에게 검정색 컵을 흰색 컵에 씌워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결국 락밴드 블랙 서비스의 초상화가 만
들어졌어요.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첫 공연 때 진동이 너무 심해서 검정색 컵이 전부 떨어졌어요. 방문객이 방법을 터
득해서 매일 새로운 벽화를 만들었어요. 디자이너들이 매일 발명품을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발명품은 '스무디 메이커'
입니다. 과일을 축구공에 넣은 다음에 지퍼를 잠그고 공을 약 30분 정도 차고 다니면 스무디가 완성 됩니다. 전시회가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퓨즈' 잡지와 기본 이념이 유사합니다. 제가 1990년도에 시작해서 첫 호가 1991년에 발행되었
는데요, 책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모던했고 초창기 디지털 디자인이 얼마나 실험적이었는지에
놀랐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디자인이 실용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종이박스를 디자인해서
구시대 유물로 느껴질 수 있는, 또는 여기 몇몇 분은 생전 처음 봤을 플로피 디스크를 넣었어요. 애석하게도, 책을 집필
하는 과정에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어요. 영구적인 저장 장치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잡지를 발행할 때 마다 4, 5명의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건축가, 사상가에게 언어를 주제로 한 실
험을 의뢰했어요. 여기서 언어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며 특정한 순서로 배열된 요소들이 특정한 의미
를 둔다는 전제를 바탕의 실험을 의뢰했죠. 지금 서방세계는 26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는 약 15,000자로 구성되어 있
다고 아침에 들었습니다. 언어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도 On/off, 또는 0 또는 1 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우리 생각이 제약을 받습니다. 언어는 근사치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과학
자와 종교학자들은 언어는 경험이나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근사치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퓨즈의 또 다른 생각은, 단어에 특정 서체를 적용할 경우, 그 단어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서체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샤넬 로고를 구글에서 사
용하는 서체로 쓸 경우, 샤넬의 "명품" 이미지는 없겠죠. 구글 아마추어 느낌, 일상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서체를 직접
골라서 씁니다. 각 서체마다 전달하는 감성이 다릅니다. 퓨즈에 실린 작품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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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창간호입니다. 제가 퓨즈를 위해 개발한 최초의 폰트입니다. 타이포그래픽 형태를 도시인들에게 더 적합한 형태
로 바꾸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우선 서체를 보여드리고 그 서체가 적용된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퍼인 '제라르 웅거'는 26자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10자만 이용해서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에
릭 스피커먼'은 형체가 없는 서체를 개발했는데, 서체 대신 그리드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직접 서체를 디자인하도록 했
습니다. ''코넬 윈드린'은 러시아 우주론에서 영감을 얻어 픽셀을 녹였습니다. 당시만해도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
았습니다. 미국 타이프 디자이너 '베리 데크'가 저에게 이 서체를 보냈을 때, 전 너무 싫었어요. 안 쓸 생각이었는데, 선
보인 게 다행이었죠. 이 서체가 '그런지(grunge)' 타이포그래피의 시초였어요. 그때 작가는, 인간이 너무 많은 물건, 또
는 정보를 만들어서 금세 쓰레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 타이포잔치 주제에 영감을 주기도 했던 '폴
엘리먼'은 알파벳 형상을 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언 앤더슨'은 점 매트릭스로 아주 아름다운 패턴을 개
발했어요. 네덜란드의 위대한 디자이너인 '릭 버뮬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모스 부호를 만들었는데요, 모스 부호를 이
해하지 못하면 이 서체를 읽기 못합니다. ''필 비커'는 타이포그래피가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피
티 서명으로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데이빗 카슨'은 손가락 두 개를 높이 치켜들고, 손으로 폴트를 개발했어요. ''토바
이어스 프레르-존스'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판을 칠수록 소음이 증가한다며 문장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정보를 담을 공간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어린아이의 그림과의 같은 이 서체는 '코넬 윈들린
'의 작품인데, 사실 독일에서 테러리스트 단체가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에 사용했던 서체입니다. 발행되는 퓨즈 잡지마
다 테마가 있었어요. 타이포그래피로 그 테마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타이포그래피는 늘 변하
는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디어를 한계점까지 밀어붙였어요. 지금 보시는 Religion 폰트의
세 번째 Order라는 서체는 어떤 글자를 쳐도 'g'만 보이게끔 설계 했습니다. 어떤 숫자를 쳐도 '1'만 보여지게 했고요.
첫 번째 서체는 Loss of Faith라 부르는데, 글자를 치면 전혀 다른 글자가 찍힙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서체인거죠.
''M&Co'는 모든 대문자는 좋은 단어가, 모든 소문자는 나쁜 단어가 찍히도록 했습니다 . ''자동차(Auto)'를 주제로 한
퓨즈 잡지에서 저는 간과하기 쉬운, 글자 사이의 '부정적 공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벨기에 디자이너인 '마리오 바르
니에'는 망선이 사람이 인지하는 메시지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여러 차례 같이 실
험을 한 '데이빗 크로우'는 타이포그래피를 거대기업이 강탈해 간 코드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버로우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는 항상 기업의 문화가 인간 문화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퓨즈 10에서 저희는 정형화된
글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글자체 모양에 대한 연구와 그 안에 있는 전혀 다른, 비텍스트성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
했습니다. 음악은 정보를 담지 않지만, 음표로 화음과 아름다움, 추함과 갈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처럼요. 카메라의 등
장 이후, 미술세계도 그림의 추상적인 형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피카소 등의 인상파 작가들이 등장했고, 인간
형태에 대한 실험적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타이포그래피 세계에서도 이런 실험이 가능해 졌습
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추상적인 형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변수와 패턴 제작, 키보드의 악기화 등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존 크리츨리'는 키보드로 인체의 여러 부분을 표현했고 다시 '토바이어스 프레르-존스'의 작
품인데요, 피보나치 패턴 제작법을 모티프로 글자의 가장자리를 확대해서 글자가 겹치는 추상적인 서체를 개발했습니
다. ''실키 야네스키'는 글자 하나에 코드를 하나씩 부여했습니다. ''코넬 윈드린'은 기계적 접합장치로 타이포그래피가
기계적인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퓨즈 11의 주제는 '포르노그래피와 감춰진 약속
(Pornography and Hidden Promises)'입니다. 퓨즈 12의 주제는 '선전(Propaganda)'이 주제였던 퓨즈 12를 위해
Agitprop이라는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퓨얼'은 싸구려 테이프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타임즈' 서체로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1995년도, 거의 20년 전 작품이니까 시대를 앞섰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두 사람은 런던 은행원들입니다. 이 숫자는 URL 끝에 붙이는 숫자입니다. 런던 전역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웹 캠을 설치한 후 각 숫자를 치면 그 숫자의 해당 웹 캠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야하죠? 대회로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대회 수상작인 이 서체는 그리드로 만든 서체이고 포스터에 읽히는 글귀는 "누가 당신의 언어를
납치하고 있다"입니다. 우측 서체는 자판을 치면 얼굴이 만들어 지는데, 각 글자가 여러 얼굴 부위를 의미합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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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판의 결과물인 얼굴 부위들이에요.. 오른쪽은 대회 출품작 중 하나로 여러 암호화된 신호를 제시하여 언어의 통
제 능력과 위협적인 요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언어를 지배하는 소수가 문화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가장 강력한 서체 중 하나인데요, 왕립미술대학 졸업생인 '제이슨 베일리'의 어머니가 그린 서체입니다. 당시 다발증
경화증으로 투병중이었던 어머니는 그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글은 그 노
력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이 보다 더 잘 쓸 수 없다. 이것이 현재 나의 최선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포르노그래피, 약
속, 그리고 금융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렛에러'의 서체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입니다. 타
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미디어,디자인이 하는 약속을 표현합니다. ''존 크리츨리'는 정치인의 정보를 은폐하는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서체 이름은 닉슨 미 대통령의 음성 테이프와 정보를 분쇄한 사람의 이름을 따 Ollie라고 지었습니다.
퓨즈 13은 '미신(Superstition)'을 주제로 했는데요, 의식과 반복, 강박장애 등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스캇 클럼'의
Burnfont라는 서체입니다. 글자가 약한 느낌을 풍깁니다. 퓨즈 14, "Cyber"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재가공 되
는 바람에 왜곡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릭 버뮬렌'의 서체는 자판의 글자를 치면 각
자 다른 음이 들리게끔 개발했다. 디스크에 소리를 담아 자판을 치면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 'Xplicit FFM'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한 그리드 패턴을 선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스터에 귀의 모양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 사용된 서체
는 추상적인 그리드와 패턴, 그리고 방해요소와 파괴요소들 입니다. 퓨즈 15의 주제는 'Cities(도시)'였습니다. 건축학
적인 형태가 글자나 타이포그래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폴 엘리먼'의 Bits라는 서체를 퓨즈에서 처음
소개했습니다.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찾은 기계 조각 (bits)를 서체화했습니다. ''토바이어스 프레르-존스'의 서체
Conversations from the Streets of New York입니다. 대화를 서체화 했는데, 글자를 치면 새로운 대화 구절이 화면
에 찍혔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버로우즈'의 영감을 받았죠. ''프랭크 하인'은 책상 위 레이
저 프린터로 서체를 개발했는데, "목적지가 즉 메시지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 ''데이빗 크로우'는 DNA에서
영감을 받아, 글자를 치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다른 글자체로 표현 되었습니다. 'Echo 서체
를 개발하기 위해 저는 가디언 신문 기사를 잘게 잘라서 글자에 붙였어요. 자판을 치면 임의로 기사의 일부분이 보였
습니다. ''알렉스 텔레비치'는 외사 수술 도구로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플로렌 하이스'는 Surveillance라는 서체는
1995년 작품인데 시대를 상당히 앞섰어요. 위에서 세 번째 그룹인 Victims는 실제로 글자체입니다. 'Function'는 자신
들의 Where the Dog is Buried 서체를 "전세계를 도는 동경의 그래피티 힙합 문화로서의 신주쿠"라고 불렀는데, 아
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죠. 비교문화 충돌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피에르 디 쉘로우'는 각 글자의 소리로 서체
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F;는 'eF', 'H'는 'aitcH'로 표현했습니다. 글자를 치면 그 글자의 발음이 표기되었습니다.
영국 왕립미술대학 학생인 '안나 리사 쇼쇼니카'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 서체를 만들었어요.
'Lies라는 서체에서 앞 글자를 반으로 잘라 뒷글자의 반쪽과 이었습니다. 멀쩡한 알파벳을 치면 이해 불가한 결과물이
나왔겠죠. 화면에 보이는 단어는 "Hello"입니다. 영국 아티스트 '제이크 틸슨'은 웹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어머니가 16
세에 찍은 사진이 그 글의 배경사진입니다. 건강했을 때 모습이죠. 책을 출판하기 앞서 퓨즈 19와 20을 발행했습니다.
'에릭 반 블로크랜드"의 작품으로 타이포그래피는 일종의 DNA이자 특정 공식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밥 윌킨슨'
과 '루시엔 로버츠'는 '언어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사회를 정리하는 수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동체'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스테판 세그마이스터'는 언어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최신판인 퓨즈 20의 주제
는 'Antimatter (반물질)'입니다. 지금 Landwriting이라는 서체를 보고 계신데, 도시환경에서 인간의 성격이 비뚤어져
서 내면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주 추상적인 서체이지만 도시 사람들에 대한 시적인 서체이기도 합
니다. ''조나단 반브룩'은 영국 기자가 쓴 "미래 세계의 구조"에 대한 신비로운 글을 바탕으로 이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제 스튜디오 소속 디자이너인 '좀 발친'은 정보가 왜곡된 상태에서 도착하지만 그 과정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는 발상으로 이 포스터를 제작했는데요, 이 작가가 한 살이었을 때 퓨즈가 창간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서체인데, 산업
화가 어떻게 공간과 언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퓨즈 20을 위해 제가 만든 보너스 포스터인데
요, 커넥션의 카오스를 상징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Greater Review'의 표지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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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의 3D 공간과 연계해서 결국 베이징에 있는 문화산업단지 벽면에 전시 되었습니다. 산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왕쉬 Wang Xu
D-DAY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타이포잔치 비엔날레의 가능성과 관련, 행사에 초대해 주신 안상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의 발전에 기여한 세 가지 현상에 관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판친’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그는 평면 디자이너시고 부교수이십니다. 이 분은 영국
디자인 연구소 원장을 맡고 계시며, 1999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 판친교수는 “금강경”이
라는 작품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자신이 만든 도장으로 금강경의 내용을 찍어냈습니다. 이 작품을
“금강경”이라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끈기있게 작품을 계속 찍어낸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 작품은 개인의 어떤 정신수
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작품은 리샤오보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는 미술대학
주임교수로 재직중이며, 중국에서는 많은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글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서, 글자 수집을 통한 작품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이 작업들이 모두 인간의 글자에 대한 연구이
며, 혹은 글자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
해드릴 작품은 제가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D-Day”라는 다소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속도가 있는
작품으로, 뜻은 시간과 관련, 시간에 따라 바로 전시를 해 관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전시를 하는 방식의 작품입니
다. 이 작품은 2년 전에 북경의 중앙 미술원에서 처음 진행했었고,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Design and Art Gallary에
서 진행한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작품 속에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부단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디자이너와 비 디자이너를 모두 포함 7분께 작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의 주변에 일어나는 디자인, 일상, 각종 활동 등을 찍은 사진과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미술관에서 매일 매일 전
시를 하고, 20일 동안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 전시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저와 큰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저는 이
번 작품을 통해 시간과 관련된 하나의 현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
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보이는 내용들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판친이 05년 심천의 초대전에서 20
여 개의 획을 사용해 한자를 찍어낸 작업입니다. 이 획들을 통해 “금강경”을 조합해 찍어냈습니다. 금강경을 찍어내는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글자를 이렇게 찍어내는 작업을 통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 그 길이가 50미터
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상”은 창작의 콘텐츠가 되며, “중복”은 작품이 걸어온 궤적이 되며, “무위”는 작품의 논리이며,
“무욕”은 작품이 추구하는 바이다. 그는 이 작업의 이 작업의 출발은 디자인과 무관하며, 예술과 무관하며, 심지어 심
미적인 것과도 무관하며, 이는 그저 자신의 정신을 정돈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요란한 사회에서의 번잡함, 불안
함, 팽창에 대한 욕구 등을 희석시켜 중국에는 동양 디자인 철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뿐이라고 설명하
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본인이 고른 20여 개의 획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서체 3천 여 획 중, 25개의 획을 선정해 작품을 찍어냈습니다. 제가 이분께 작품과 관련된 동영상과 소개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20여 개의 획을 가지고는 다 완전히 똑같이 찍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글자
의 형태는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기상 후 일상생활을 하듯이 찍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의 전시 가능성과 관련해 작품 전시를 하는데 있어 어
떤 문제는 없겠는지 물었었는데요, 바로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모니터를 통해 보시는 것은 그가 2005년 심천
에서 열린 한 초대전에서 선보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찍어내는 데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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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 갖고 봐주신 점 감사 드리며, 두 번째는 리샤오보 교수의 “도시글자”로, 중국 도시의 글자를 연구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설중인 국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건설은 속도, 넓이, 심도 등의 각도에서 봤을 때 전에
없던 것입니다. 도시는 이런 변혁의 중요한 현장이며, 변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도시화 과정발전은 도
시의 수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신 주민 층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
중국은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도시 거주민의 구
조가 흩어지고 있으며, 이런 도시발전을 저해하던 옛 공간들과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닫혀 있었던 고정
화 되어 있었던 공간들은 갑자기 개방되면서 불안전 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개념으로 존재했던 도시 공간들이 마치 종
이가 한 장 한 장 펼쳐지는 듯합니다. 각종 정보가 발현되는 매개물이자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샤오보 교수의 이
“도시글자” 프로젝트는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05년 처음 시작됐으며, 북경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모델은 구축은 된 상태이며, 2007년에는 중경과 장사 지역에 각각 프로젝트
사무실을 각각 마련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상해와 홍콩에 프로젝트 운영 환경을 마련해 전통적인 중국 도시
들의 글자연구에 대한 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980년 개혁개방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도시들이 겪어온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 중산계층도 포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현재 중국의 각 도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의 글자들입니다. 도시화는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인력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간다는 점이며, 도시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 이로 인해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
서 도시 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78년 중국의 총 도시 수는 193개였으며, 2004년에는 655개로 늘어났
습니다. 이 중 122개 도시는 그 인구가 백만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도시화의 수준도 7.3%에서 45.68%로 높아졌습니
다. 183개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 건설 목표를 발표하는 등 모두들 도시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경
을 예로 들어보면 1985년 800만이었던 인구가 2011년에는 1900만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중 외부에서 유입된 인
구가 7백만에 달합니다. 7백만 중6300만이 바로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입니다. 도시화의 과정은 도시 거주민들에게 많
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기존의 닫혀있던 고정화 되어 있던 공간들이 갑자기 개방되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에
불안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도시화 과정 중 많은 기회와 활력이 넘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혼
돈과 충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심천에서 진행했던 “D-Day”라고 명명한 일종의 실
험적인 전시회 입니다. 7분의 디자이너와 비 디자이너의 매일매일의 작품을 받아 진행한 것인데요, 지금 작은 모니터
에서 보시는 것이 매일 전시물이 업데이트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의 큰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은 그들의 작품 관
련 설명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홍콩 디자이너 Alan Chan 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의 준비하고 있는
개인전에 소개될 예술작품인데요, 9월경 북경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이폰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이용
한 작품입니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분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으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품에 반영되어진
것들이며, 작은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은 매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OCT Art
and Design Gallery는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날인 4월 8일부터 22일까지 3층을 다 활용해 계속 전시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Stanly Wong이 보내온 자료들 입니다. 현재 일본 여행 중이
시라, 여행 중 찍은 사진들 위주로 보내주셨습니다. Wong은 평면 디자이너이면서 예술가이십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
을 통해 디자인들의 일상과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한 전시
와 아이디어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저는 작가들로부터 팩스나 편지 등의 텍스트 자료들
을 통해 작품을 전달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십 여일 이었지만 저는 아주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작품의 시작부터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매일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일부 스케치들도 보입니다. 이분
역시 판친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일어나 생활하듯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Doreen Liu는 건축설계사로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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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의 경우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공개를 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디자이너가 5차에 걸친 디자인 협상
을 통해 크라이언트로부터 공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전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
서 나타난 특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사업상의 보안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온라인 전송을
통해 작품을 받아 전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디자이너로부터 매일매일 작품을 받아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번
전시회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각 디자이너들이 매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주고 받은 많은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네델란드에서의 활동모습입니다. 전시회 당시 이 분이 보낸 사
진들과 자료들은 모두 텍스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Hei Yiyang은 심천의 젊은 평면 디자이너입니다. 올해 영국에서
디자인관련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요청한 작가들 중에는 중국 심천의 Hei Yiyang 외에도 4분이 계시는데,
홍콩과 일본에서 작업하시는 상품 디자이너와 런던에서 보내주신 분 도 계십니다. 런던에서 보내주신 작품은 다소 독
특했는데요, 대부분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 작품이었습니다. 그 분이 보내주신 각종 예술활동 참여 자료입니다.
건축물 디자인도 있습니다. 모두들 국제무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젊은 디자이너인 Hei Yiyang은 국제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의 디자이너는 일본인으로 주로 런던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
며. 홍콩 등 지역에서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로 웹 디자인 쪽 일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삽입된 프로젝트도 있는데
요. 오늘 자료를 넣고 또 며칠 지나서 자료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이었으며,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사진으로 남긴 것들
입니다. 진행할수록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신들의 취향과도 잘 맞아떨어진 이유입니다. 젊은이
들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플한 사물들이 많습니다. 작은 모니터로 보시면 매일 작품이 업데이트 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빠르게 둘러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정보 부분의 디자인으
로,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연은 스크립트 외에 동영상 자료로 편집, DVD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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